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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머 레이저 각막 절제술에서 첫 번째 단계는 각막

상피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동안, 각막 상피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Paton 겸자를

이용한 blunt debridement이나 rotating brush를 이용

한 각막 상피의 물리적인 제거, 레이저를 이용한 각막

상피의 제거, 그리고 물리적인 각막 상피 제거 전 에탄

올 전처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방법들이 현재까지 시도

되어진 방법들이다.
1,2
각 방법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그 중 각막상피를 제거하기 전 20% 에탄올을 이

용하여 각막 상피를 제거하는 방법은 에탄올 적용 후

물리적인 방법으로 상피를 제거하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경우, 상피 제거 후 노출된 각막의 간질면이 통

상적인 방법으로 상피를 제거한 경우에 비하여 매우 부

드러운 양상을 보임이 알려져 있다.
3
또한 에탄올을 적

용하 을 때 각막 상피와 간질 사이에 delamination이

촉진되어 상피의 제거가 용이해져 시술 시간이 빠르

고, 술자의 숙련도에 덜 의존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Abad JC 등에 의하면 ethanol을 사용한 군의

시술시간은 107±20.6초 고, ethanol을 사용하지 않은

군은 141±30.5초로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4
Carones F 등에 의한 결과 또한 양 군의 시술시

간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5
또한, 기존 일부 연구

들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 직후 기

간에 좀 더 나은 교정시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보고들

이 있다.
4-6
실험 논문 중에서는 토안을 대상으로 50%

ethanol을 사용하여 상피 제거를 시행하 을 때 통상적

기계적 상피 제거를 시행한 군과 비교하여 각막실질세

포의 손실이 유의한 정도로 더 증가되었으나, 중성구의

침윤은 감소하 다는 보고가 있다.
7
그리고, 이후 20초

간 적용하는 경우 25% 이상의 ethanol 농도에서, 20%

농도의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 30초 이상에서 유의하

게 viable cell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8
지금까지

생체를 대상으로 한 에탄올의 적용은 대개 18~20%의

농도와 30초 정도의 적용 시간을 기본 프로토콜로 하여

엑시머 레이저 각막 절제술에서 각막 상피 제거시 에탄올 전처치

후 물리적 제거술이 통증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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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엑시머 레이저 각막 절제술시 상피를 제거하기 전 20%에탄올의 사용이 통증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자 하 다.

대상과 방법 : 중등도 이하의 근시 환자 22명의 44안에서 엑시머 레이저 각막 절제술을 시행하 다. 한 눈은 각막 상

피 제거 전 30초간 20%에탄올을 적용하 고, 반대편 눈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술하 다. 술 후 3시간, 1일, 3일째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 다. 치료용 렌즈를 제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술 후 각막 상피

결손이 치유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 으며, 술 후 1개월째 시력검사 및 굴절 검사를 다시 시행하 다.

결과 :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은 술 후 3시간, 1일째에 에탄올을 적용한 군에서 유의한 정도로 감소하 으며, 3

일째는 차이가 없었다. 술 후 1개월째 나안시력과 굴절 이상치는 양안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상피가 재생되는 기간도

차이가 없었다.

결론 : 엑시머 레이저 각막 절제술시 각막 상피 제거하는 경우 전처치로 20%에탄올을 사용하는 것은 술 후 통증 감

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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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완 외 : PRK에서 에탄올 사용이 통증에 미치는 효과 ―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사용되어 지고 있는 엑시머 레

이저 각막 절제술 후 통증 조절의 방법으로는 대부분

술 후 경구용 및 점안 약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치료용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일반적이다.
9
각막 상피 제거시 에탄올 전처치의 잇점

인 delamination을 통한 각막 상피 제거의 용이성과 시

술 시간의 단축은 술 후 통증의 정도에도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탄올을 전처치로 사용한 경우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 및 상피 재생시간의 정도

를 비교 분석한 것은, 레이저를 사용한 각막 상피 제거

와 비교한 논문들만이 있을 뿐이며 연구자에 따라 의견

이 달랐다.
10,11
레이저를 사용한 각막 상피 제거를 이용

한 엑시머 레이저 각막 절제술은 각막 상피 제거시 불

규칙하게 상피 제거가 이루어져 술 후 각막 혼탁이 더

증가될 수 있으며, 과교정되는 경향이 있음이 알려지면

서 최근에는 그 시술 빈도가 줄어들었다. 이 논문들에

서는 시술시간 차이의 비교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통증

의 정도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막 상피 제거를 시행한

군보다 에탄올 전처치후 물리적인 상피 제거를 시행한

군에서 낮은 수준의 통증을 보여 주었다
10,12

이에 저자들은, 물리적 상피 제거 이전 20% 에탄올

을 처리한 군과 에탄올 전처치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상피 제거를 시행한 군 사이에 통증 및 각막

상피 재생 속도, 술 후 시력 및 굴절치의 분석을 시행

하 다.

대상과 방법

본원에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양안에

엑시머 레이저 각막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2.5디

옵터에서 -7.5디옵터의 경도 및 중등도의 근시를 가지

며 1.25 디옵터 이내의 난시를 가진 22명을 대상으로

하 다. 수술 전 검사로는 병력 문진 및 세극등 검사,

안저 검사, 굴절 검사, 각막곡률반경 검사, 각막지형도

검사 및 안압 측정 등을 시행하 으며 기존의 안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는 시술 대상에서 제외하 다.

엑시머 레이저 각막 절제술은 1주일 간격을 두고 단

안씩 시술하 다. 무작위로 선택한 한 눈은 20% 에탄

올로 상피 제거 전 전처치를 시행하기로 하 으며(A

군), 다른 눈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술하기로 하 다

(B군). 즉, 본 연구는 전향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한

환자의 첫 번째 수술하는 눈에 에탄올 전처치를 시행한

경우 다음 환자는 두 번째 수술하는 눈에 에탄올 전처

치를 시행하고, 그 다음 환자는 첫 번째 수술하는 눈에

에탄올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11명에는 에탄올 전처치를 우안에 시행하 으며, 다른

11명은 에탄올 전처치가 좌안에 시행되었다. 어느 쪽

눈에 에탄올 전처치가 시행되었는지는 수술을 시행한

의사 1인만이 알고 있었으며, 환자와 경과 관찰 중 설문

을 시행한 사람은 모두 어느 쪽 눈에 에탄올 전처치가

시행되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중 맹검법 하에서 연구

를 진행하 다.

에탄올 전처치를 시행한 안은 시술 30분 전 0.5%

proparacaine hydrochloride 점안액(Alcaine
Ⓡ
:

Alcon, Fort Worth, USA)을 사용하여 국소마취

를 시행하 다. A군은 원형 trephine을 각막 위에

위치시킨 후 Healon needle을 부착한 irrigating

syringe를 이용하여 20% 에탄올을 trephine에 채

웠다. 20% 에탄올을 채운 trephine이 각막에 접촉되

어 있는 상태에서 30초간 기다린 후, Weck cell
Ⓡ
스

폰지를 사용하여 trephine 내의 에탄올을 제거하

다. Trephine을 각막에서 떼지 않은 상태에서 BSS

solution을 채운 후 스폰지로 이를 제거하고 난 후,

trephine을 각막에서 떼고 즉시 BSS solution

10cc를 이용하여 각막표면의 세척을 시행하 다. 이후

spatula를 이용하여 각막 상피의 제거를 시행하 다.

엑시머 레이저는 Technolas 217Z (Bausch&

Lomb, USA) 기종을 사용하 다. 시술 후 치료용 콘

택트 렌즈를 착용시켰으며, 술후 1% levofloxacin 점

안액, diclofenac sodium 0.1% 점안액과 경구용 진

통제를 처방하 다. B군은 에탄올을 사용한 전처치 과

정 없이 바로 각막 상피의 물리적 제거를 시행한 후 엑

시머 레이저 각막 절제술을 시행하 으며, 역시 치료용

콘택트렌즈를 끼우고, 동일한 약제를 처방하 다.

술 후 3시간, 1일 그리고 3일째 환자가 느끼는 주관

적인 통증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 다. 술 후 통증에 대

한 정도 평가는 이전 논문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

어져 왔다. Verma S 등은 엑시머 레이저 각막절제술

후 통증 조절에 대한 연구에서 visual analog scale

을 사용하 으며,
13
Tutton MK 등은 엑시머 레이저

각막절제술 후 diclofenac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에

서 정형화된 설문과 visual analog scale을 통하여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를 평가하 다.
14

본 연구에서는 술 후 환자에게 통증의 최고단계를

10으로 하는 visual analog scale을 제시하고 통증

의 정도를 표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 방

법은 안과적인 역에서 통증을 평가하는 데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굴절수술을 비롯한 다양한 역

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평가에서 사용되어져 왔

다.
11,15-17

Visual analog scale은 10 cm 길이의 선

의 한 쪽 끝은 0으로 표기하고 통증이 전혀 없는 정도

로 하 으며, 다른 쪽 끝은 10으로 표기하고 견딜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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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심한 정도의 통증으로 가정하도록 하 다.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를 선 위에

표기하고 이를 수치로 환산하 다.

술 후 매일 경과를 관찰하여 각막 상피 결손이 관찰

되지 않는 시점에서 치료용 콘택트렌즈를 제거하 으

며, 이 때까지의 기간을 각막 상피 재생이 완료되는 시

간으로 추정하 다. 술후 1개월 째 시력검사 및 굴절

검사를 다시 시행하 다.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 11.5 package (SPSS

Inc., Illinois, USA)를 사용하 으며, 양안 사이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하여 Mann-

Whitney U test를 시행하 다.

결 과

수술받은환자는 22명총 44안이었으며 성별은남자

12명, 여자 10명이었다. 환자군의 평균 나이는 30.89

± 5.90세 다. 환자의 술전 굴절 이상치를 spherical

equivalent 값으로 환산하여 계산하 다. 술전 굴

절 이상치는 A군에서 -4.64±1.68 디옵터, B군에

서 -4.60±1.33 디옵터로 양안에서 차이가 없었다

(p>0.05).

환자의 주관적 굴절 이상치를 기준으로 각막 두께와

동공의 크기 등을 참고로 술 중 교정할 굴절 이상치를

계산하여 양안에 엑시머 레이저 각막 절제술을 시행하

다. 술 후 1개월에 측정한 나안시력은 A군에서 0.91

±0.09, B군에서 0.93±0.10의 값을 보 으며 양안

에서 차이는 없었다(p>0.05). 술 후 1개월에 측정한

굴절 검사값의 spherical equivalent 값은 A군에서

0.24±0.16 디옵터 으며, B군에서 0.18±0.10 디옵터로

역시 차이는 없었다(p>0.05).

시술 후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주관적 평가치는 술

후 3시간에 A군 5.24±1.80, B군 6.98±2.01, 술 후

1일째 A군 3.31±0.99, B군 5.80±1.98로 통증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하지만 술 후

3일째 통증의 정도는 A군 2.55±1.25, B군 2.68±

1.84로 양안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Fig. 1).

술후 치료용 콘택트 렌즈를 제거하는 시점을 기준으

로 하여 측정한 각막 상피 재생 속도의 정도는 양안에

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1). 대부분의 환자

들에서 술 후 3일 혹은 4일째 콘택트렌즈를 제거하

으며, 모든 환자에서 5일 이내에 콘택트렌즈를 제거하

다. 시술을 시행한 모든 환자에서 결막염이나 지속적

상피 결손 등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고 찰

엑시머 레이저는 argon fluoride의 가스복합체인

원자외선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방출광으로 주위조직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조직 안의 분자 결합만을 파괴하

여 원하는 조절부위를 1 µm 단위까지 정확하게 절제

가 가능하므로 각막의 굴절 수술에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다.
18
엑시머 레이저 각막 절제술은 각막 상피를 제

거하고 난 후 각막 간질 부분에 엑시머 레이저를 조사

하여 원하는 만큼의 각막을 절제해 내게 되는데, 술 후

각막 상피의 결손으로 인한 심한 통증 및 회복 지연 등

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Spatula나 Paton 겸자 등

으로 물리적 상피 제거를 하는 경우 보우만 막에 흠집

을 내거나 상당한 정도의 상피를 남겨 둘 수 있음이 보

고되었다.
19,20
각막 상피 제거 이전 18% 에탄올을 사

용하는 경우 시력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

었으며,
21
Stein 등은 25% 에탄올을 사용하여 효과적

이고 안전하게 각막 상피 제거를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하 다.
22
최근의 한 연구에서, 20%로 희석된 에탄올

을 사용하여 전처치를 하는 경우,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Figure 1. Mean level of postoperative pain after PRK.

Postoperative pain was scored from 0 (no discomfort) to 10

(the worst pain imaginable). Note significant difference of

pain after 3 hours, 1 day after surgery (p<0.05).

Table 1. Epithelial healing rate after PRK

Method of epithelial removal
Bandage contact lens

removal time (days)

With Alcohol (n=22)

No alcohol (n=22)

3.89±1.02

4.01±1.45

Epithelial healing rate was measured indirectly by bandage

contact lens removal tim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Mann-Whiney U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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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막 상피 세포층과 아래에 있는 간질 사이의 분리

면이 hemidesmosome 수준에서 깨끗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노출된 간질면 역시 매우 부드러운

양상을 띠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23
또한, 에탄올을 적용

한 군에서 술 후 각막 혼탁의 정도가 적었고, 각막의

regularity index가 더 나았다는 다른 보고들에서 상피

제거 전 에탄올의 전처치가 임상적인 효용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5
기존의 논문들에 의해 에탄올로 각막 상

피 제거 전 전처치를 한 군과 하지 않은 군에 대한 주로

시력이나 굴절치, 혹은 각막 혼탁의 정도 등 객관적인

변수들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에 저

자들은 이미 에탄올을 사용하여 전처치를 한 경우 환자

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는가 하

는 것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시행하 다. 본 연구에서

는 에탄올 전처치를 시행한 군에서 술 후 3시간, 1일째

에 유의한 정도로 적은 주관적 통증이 보고되었다. 이

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

한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에탄올 전처치를 통하여 상피

세포층의 분리가 어느 정도 일어난 상태에서 물리적인

상피 제거를 시행하는 경우 적은 힘을 가하여 상피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한 힘을 주는 경우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각막 상피 결손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각막 상피 재생의 기간을 상피

재생시간으로 간접 측정하 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

시술 후 양 군에서 초기의 각막상피 결손의 크기를 비

교하여 본다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

른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탄올은 이미

여러 논문들에서 밝혀진 것처럼 국소마취 효과를 가지

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통증이 있는 시력 상실안

에 에탄올을 안구 후방내 주입을 하여 효과를 얻었던

보고나,
24
삼차 신경의 근부에 에탄올을 주입하여 각막

의 국소적인 마취 효과를 이루어 낸 보고가 있다.
25
또

한, 각막에 대하여서는, 에탄올을 점안하 을 때의 마

취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는 없으나, 0.25% 부프라

놀롤(bupranolol)을 사용하여 각막의 민감도를 감소시

킨 경우가 보고되어 있다.
26
이러한 에탄올의 국소마취

효과는 술 후 초기의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의 감소에

일부 기여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술 후 초기의 통증 감소가 3일째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어진 것은, 첫째,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가 3일째에는 양군에서 모두 상당 부분 감소하여

주관적인 비교가 어려웠을 가능성과, 둘째, 3일째는 상

피의 재생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으로 상피 결손의 크기

차이가 양군에서 나지 않았을 가능성, 셋째, 에탄올의

술 후 초기에 나타났던 국소마취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서 사라진 것 등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술 후 1개월 째에 측정한 굴절 이상치는 양군 사이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에탄올을 전처치하여 각막상피를

제거하는 것이 술 후 굴절치의 변화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시술임을 알 수 있다. 술 후 나안 시력 역

시 에탄올 전처치로 인한 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술 후 상피재생 시간을 측정한 결과에 있어서,

양안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에탄올로 인하여 상

피 재생이 지연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술시 원형 trephine에 에탄올을 채울 때 밖으로 넘

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에탄올 적용 후 충분한 관

류세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상피 결손 크기의 증가

및 각막윤부세포의 손상으로 각막상피 재생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엑시머 레이저 각막 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각막 상

피 제거 전 20% 에탄올 전처치는 별다른 합병증 없이,

술후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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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Pain between Ethanol-assisted Mechanical and

Conventional Debridement of Corneal Epithelium in PRK

Jaewan Choi, M.D., Tae-Im Kim, M.D., Hungwon Tchah, M.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effect on postoperative pain of the application of 20% ethanol before debridement

of the corneal epithelium

Methods: During photorefractive keratectomy (PRK), performed on 44 eyes of 22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myopia, 20% ethanol was applied on the eyes for 30 seconds just before debridement of the corneal

epithelium. Meanwhile, conventional debridement of the epithelium was done on the fellow eyes. Patients

were asked to evaluate their subjective postoperative pain after 3 hours, 1 day and 3 days. We measured

epithelial healing time by the time of bandage contact lens removal. We also measured visual acuity and

manifested refraction at 1 month after surgery.

Results: Significantly less postoperative pain was reported at 3 hours and 1 day after surgery in the eyes with

ethanol applied. However, postoperative pain did not differ between the two groups at 3 days after surgery,

nor did uncorrected visual acuity, manifested refraction at 1 month after surgery, or epithelial healing time.

Conclusions: Application of 20% ethanol as pre-treatment in debridement of the corneal epithelium is

beneficial in reducing postoperative pain in 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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